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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당신의 이름은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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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당신의
이름은Ⅰ

03 말씀의 향기

진짜 뉴스의

배포자가 됩시다

2016년은 특별희년(特別禧年)의 보배롭고 상서로운 기운(氣運)과 함께 시작됩니다.

신(信) /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살아있는 복음서가 되도록 합시다.

누군가를 부르는 이름에는 의미가 담긴다. 의미를 담은 별명이나 애칭도 많다. 교회는 성모 마리아에게 

각별한 애정을 지니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세례명으로 사용하는 이름만 해도 십 수 

가지나 된다. 마리아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의 의미를 알면, 교회가 마리아에 관해 어떻게 가르치는 지

도 알 수 있다. 성모성월을 맞아 마리아의 다양한 이름을 만나보자.

레지나(Regina), 첼리나(Celina) 

「부활삼종기도 첫 구절의 ‘하늘의 모후’ 

 ‘하느님의 어머니’ 로 믿으며 공경함을 의미」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부활시기 삼종기도 중,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가

득 담아 마리아를 ‘하늘의 모후’ 라 부른다. 부활

삼종기도는 라틴어로 ‘레지나 첼리(Regina Caeli)’

라고 부른다. 기도의 첫 구절에 있는 ‘하늘의 모

후’ 라는 뜻에서 기도 이름도 따왔다. 여기서 바

로 ‘하늘의 모후’ , 즉 마리아의 또 다른 이름인 

레지나(모후)와 첼리나(하늘)가 나왔다.

교회가 마리아를 ‘하늘의 모후’ 로 칭송하는 

것은 마리아를 성모(聖母), ‘하느님의 어머니’

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다.(교회헌장 59)

‘하느님의 어머니’ 라는 믿음은 마리아를 높이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다. 이는 예수 그

리스도가 온전히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마리아를 통해 온전히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

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믿을 교리다. 예수가 완전한 하느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기에, 

그 어머니인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 라 불릴 수 있는 것이다.

레지나와 첼리나 축일은 대체로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이나 복되신 동정 마리

아 모후 기념일(8월 22일)에 지낸다.

출처/ 가톨릭신문, 이승훈 기자



02 03
망(望) / 전례와 성사에 능동적으로 참례합시다.

진짜 뉴스의 배포자가 됩시다

김현국 사도요한 신부
문화홍보국장

미국 대선을 앞둔 2016년 10월 ‘엔딩 더 페드’ 라는 인터넷 매체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라는 보도를 내보

냈습니다. 하지만 ‘엔딩 더 페드’ 는 가짜 뉴스 사이트로 밝혀졌습니다. 가짜 뉴스였

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뉴스로 밝혀졌음에도 그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

져 약 96만 명이 공유·댓글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당시 다른 언론이 생산한 

진짜 뉴스의 평균적인 반응 건수를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대중이 진짜 뉴

스가 아닌 가짜 뉴스에 더 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가짜 뉴스는 독자나 시청자로 하여금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를 사실로 믿도록 하

기 위해 뉴스 형태로 만들어진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그 정보

가 허위라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의 더 큰 문제점은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고 영향력있게 확산된다는 점입니

다. 이는 가짜 뉴스 문제를 단순히 불순한 의도를 가진 나쁜 언론이나 단체의 문제

로만 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손에 쥔 내가 나도 모르는 사

이에 그 가짜 뉴스의 배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이자 홍보주일인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가짜 뉴스 문

제에 초점을 맞춘 홍보 주일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이번 담화에서 교황님께서는 

“오늘날 점점 더 빨라지는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디지털 체제에서, 우리는 이른바 

‘가짜 뉴스’ 현상에 일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며 이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십니다.

스마트폰이 지나치리만치 일상화된 오늘날, 우리는 자주 스마트폰을 통해 찾아지

는 내용에 의존해 정보를 얻고, 얻은 정보를 이웃과 나눕니다. 저만해도 궁금한 내

용이 있으면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하고, 관심 있는 정보들은 자동으로 표

시되도록 설정하여 확인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수없이 [좋아요] 또는 [공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저와 SNS로 연결된 사람들은 그 활동을 실시간으로 확인

합니다. 제가 접한 정보가 순식간에 이웃과 공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손쉽

게 이웃에게 공유한 소식이나 정보들이 진실을 바탕으로 한, 유익하고 교회의 가르

침에 부합하는 좋은 뉴스, 진짜 뉴스인지를 진중하게 성찰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

습니다.

가짜 뉴스의 생산은 진리이신 하느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그

러나 생산된 가짜 뉴스를 널리 퍼뜨리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몰랐다는 말로 넘기

고 말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뉴스를 받아볼 권리가 있습니

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짜 뉴스를 식별하여 가려내고 진짜 뉴스를 알아보

고 선택하는, 진짜 뉴스의 배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04 담화 요약

제52차 홍보주일

05 열린마당

사진으로 보는 제5회 

본당 홍보분과위원 

연수

애(愛) /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담화 요약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점점 더 빨라지는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디지털 체제의 세상에서, 우리는 이른바 ‘가짜 

뉴스’ 가 만연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거짓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근본적 해독제는 진리로써 

정화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을 수 있고 믿을 만한 유일하신 분은 살아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나는 진리이다” (요한 14,6).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의 충실성과 성실성 안

에서 스스로 진리를 체험하면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만이 인간을 자

유롭게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 8,32). 거짓에 대한 가장 좋은 해독

제는 사람, 곧 탐욕에서 벗어나 경청의 자세를 지니고, 성실한 대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진리

를 드러내는 사람, 선을 지향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현대 세계

에서 ‘뉴스의 수호자’ 인 언론인들의 책임은 단지 직업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저

는 ‘평화의 언론’ 을 증진할 것을 모든 이에게 요청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

인의 기도에서 영감을 얻어, 진리 자체이신 분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친교를 이루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의 숨은 해악을 찾게 하소서.

나쁜 판단에서 벗어날 힘을 주소서.

다른 이들을 형제자매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님은 충실하시고 성실하시오니, 저희의 말이 온 누리에 좋은 씨앗이 되게 하소서.

외침이 있는 곳에 경청을,

혼란이 있는 곳에 화합을,  

모호함이 있는 곳에 확실함을,

배척이 있는 곳에 연대를,

선동이 있는 곳에 절제를,

겉모습보다는 문제의 내면을,

편견이 있는 곳에 신뢰를,

적대감이 있는 곳에 존중하는 마음을,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를 가져오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바티칸에서 2018년 1월 24일

프란치스코

제52차 홍보 주일 담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2) 

가짜 뉴스와 평화를 위한 언론



 

신(信)·망(望)·애(愛)의 삶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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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으 로  보 는

제5회 본당 홍보분과위원 연수

2018년 4월 28일(토)부터 29일(주일)까지 춘천교구청과 교육원에서 ‘제5회 춘천교구 홍보
분과위원 연수’ 가 있었다. 춘천교구 문화홍보국(국장: 김현국 사도요한 신부)이 주최한 이번 연수
에 14개 본당에서 15명의 홍보분과 위원들과 봉사자들이 참가하였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 8,32)라는 주제 성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홍보 주일 담화를 함께 읽고 나누며 시작되었고, 이어지는 1박 2
일의 일정 동안 총 3회에 걸친 주제 강연과 사진 촬영 실습 교육이 진행되었다.

강사로 나선 교회사연구소장 김주영 신부는 ‘본당사 편찬을 위한 홍보분과의 역할’ 에 대해, 사
목국장 김혜종 신부는 ‘본당 사목안에서의 기획과 홍보’ 에 대해 주제 강연을 하였다. 이어서 
문화홍보국장 김현국 신부의 ‘사진 촬영 이론과 실제’ 에 대한 강연으로 첫째날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둘째 날에는 파견미사 후 김유정역으로 자리를 옮겨 강촌역까지 레일바이크를 타고 이동하
며 사진 촬영 실습 시간도 가졌다.

춘천교구 홍보분과 연수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며, 앞으로도 매년 교황님의 홍보주일 담화
의 말씀을 주제로 하여 본당의 홍보분과나 관련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촬영/ 문화홍보국



주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합시다.

5월 카나 혼인 강좌 일정
5. 26(토) 19시, 춘천 애막골성당
접수: 사목국(033-240-6050, 일주일 전 마감)

춘천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상설기도회
5. 15(화) 19 - 23시, 운교동소성당
강사·미사: 민영기 요셉 신부(서울교구)

마음 치유 워크숍(중식제공)
9:30 - 17시, 2만원, 선착순 13명
춘천지역: 5. 28(월), 스무숲성당
☎ 033-253-6016 신청문의

춘천지구 구반장학교 음악피정
5. 17(목) 14 - 16시, 강원도청소년수련원
☎ 010-4753-4794, 010-9788-0470

성서백주간 특강
5. 18(금) 14 - 16시, 애막골성당
대상: 성경읽기에 관심있는 모든 분/ 1만원
실망을 넘어선, 하느님께 대한 희망 ‘아브라함’
강사: 정인준 신부(원주교구 태백 장성성당)

교구 꾸르실료 영동지구 울뜨레야
5. 20(주일) 13:30 - 17시, 노암동성당
대상: 영동지구 꾸르실리스따
신청기간: 5. 14(월) 16시까지
접수: 노암동성당 ☎ 033-643-8460
영동지구 부주간 ☎ 010-4622-6236

포천 성지 미사 ☎ 031-534-0057

5. 17(목) 11시, 포천성당(점심제공)

사회복지회 후원회 미사
5. 21(월) 14시, 사회복지회관 경당

렉시오 디비나(성독)
5. 23(수) 10시 접수 - 16시 미사, 교육원

5월 정의평화위원회 월미사
주제: 5·18 민주화 항쟁, 강연: 방래혁 
신부(광주교구정평위 총무), 주례: 이일환 신부
5. 21(월) 19:30, 거두리 사회사목센터

영북지구(설악산) 운전기사사도회 월례회
매월 세번째(수), 19:30 미사 후 회합
장소: 교동성당/☎ 010-5005-5499 총무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견진 일정
5. 20(주일) 11시, 이동성당
5. 27(주일) 10:30, 신남성당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5. 13(주일) 10시, 김화성당
5. 20(주일) 10시, 이동성당

각 지구 예비신학생 모임
영북지구: 5. 13(주일) 14시, 교동성당
중부지구: 5. 20(주일) 14시, 연봉성당
춘천·남춘천지구: 5. 20(주일) 14시, 스무숲성당

여름신앙학교 2차 연수
5. 19(토) ~ 20(주일), 강원도청소년수련원

평신도희년 중부지구 특강
5. 25(금) 14시, 홍천성당
주제: 성경을 가까이하는 평신도
강사: 주원준 T.아퀴나스 박사(한님성서연구소)

사제 피정
5. 14(월) ~ 18(금), 충북 음성꽃동네

교구 문화특강
5. 23(수) 19:30, 스무숲성당
빛과 어둠을 그린 바로크미술의 선구자, 카라바조
강사: 김영운 소화데레사

성대서원미사
5. 24(목) 14시, 양양 성 클라라수도원
서원자: 최미영 율리아나 자매
주례자: 교구장 김운회 루카 주교
참석하실 분들은 사전연락 부탁드립니다.
☎ 033-672-4150

춘천교구 대학생·일반인 성소자 모임
매월 셋째주(화), 만32세 이하 누구든지
☎ 033-240-6073 문의 성소국

사제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5. 17(목) 파스칼
서성민 신부 (입암성당 주임)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김길영 마르티노

스카이 컨벤션 웨딩홀
웨딩, 백일, 돌, 칠순,

기업세미나, 단체모임, 동창회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604

☎ 033-251-7893, 010-5374-7136
최대식·문인선 리디아

대굴령 민들레 동산
국내 최초 특허, 강릉대표음식
민들레 방풍 질경이 돌솥밥 정식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입구
☎ 033-644-8862, 010-2669-9962

조태형 시몬·김금옥 글라라

스크린헤어 명동점
스파 힐링하는 착한 헤어 샾

M백화점 입구 밝은눈안경원 2층

☎ 010-5371-4060, 033-241-0626

전혜련 율리아·정재훈 율리오

제7차 천주교 춘천교구 성령대회
5. 22(화) 9 - 18시, 애막골성당
강사: 오웅진 사도요한·윤민재 베드로 신부
미사: 교구장 김운회 루카 주교
대상: 모든 신자, 회비: 무료(점심제공)

재속 프란치스코회 월모임
5. 19(토) 13:30, 춘천 말딩회관

5. 20(주일) 13:30, 강릉 주문진성당

춘천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월모임
매월 세번째(목), 18시 회합 후 19시 미사 
운교동성당/ 회원모집/☎ 010-2530-8453 회장

주님과 함께하면 늘 행복합니다
5. 28(월) 19시 시작, 속초시 교동성당
강사: 송정연 마리율릿따(서울교구 말씀봉사자)

☎ 010-5379-7999 영북지구 성령쇄신봉사회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직원모집
모집인원: 청소년활동팀 활동교사 0명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 사무/행정 업무
모집기한: 5. 25(금)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등/ 우대사항: 여
성, 28세 이하, 청소년지도사 자격 보유자
☎ 033-255-6601 전화문의

동유럽 성지순례(죽림동성당)
7. 10(화) ~ 21(토) 11박 12일/ 375만원
지도신부: 홍기선 히지노/ 선착순 22명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 033-254-2631 문의

본   당   알   림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5. 19(토) 14시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예리코클리닉 봉사자 모집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무료진료봉사단체

진료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원팀: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치기공사, 치위생사
운영팀: 통역, 의료행정, 차량 

매월 마지막 주일 11:30 가산센터로 출발
☎ 033-264-5011 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민족에게, 세상 끝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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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틀담 실천교리교육 일일특별연수
주제: 성사와 전례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
6. 11(월) 10시 - 16:30
장소:춘천교구 사회사목센터
대상:본당 수도자, 교리교사, 피정지도자
☎ 010-8829-6292/ www.ndrpp.or.kr

가톨릭여행사 ☎ 02-319-2533
7. 23(월) 동유럽 4개국 12일(395만원)
9. 29(토) 스페인·포르투갈 12일(375만원)
10. 15(월) 이탈리아·이스라엘 12일(395만원)
10. 18(목) 이스라엘·요르단 11일(395만원)

여름성음악연수(가톨릭세실리아성음악협회)
주제: 새 로마미사경본에 따른 미사총지침 해
설과 미사전례성가/ 내용: 그레고리오성가, 오
르간, 성악, 지휘, 성음악기초이론 및 작곡(전공과

목택일)/ 교수진: 최호영, 임석수, 신기호 신부 외
7. 11(수) ~ 7. 14(토), 가톨릭대 성심교정
연수비 40만원(교재, 악보, 숙식포함)
우리은행 1002-044-623614 박재광 
☎ 010-4513-7605/www.cecilkorea.org

내 일생의 치유
5. 25(금) ~ 27(주일) 2박 3일, 평창 라
베르나 기도의 집/ 피정비: 30만원
지도: 서울대교구 문종원 신부
입금계좌: 농협(남중우) 351-0992-7309-63
☎ 010-9526-8778 남 말가리다 수녀

일   반   알   림

구(口)구(口)집

물 회  전 문 점
전국택배·포장·당일버스배송

☎ 636-1888 속초시 중앙로 341

박암 미카엘·김선희 미카엘라

춘천 다사랑

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생 모집

2018년 3월 31일 24차 시험
33명 100% 합격

위치: 춘천 석사동, 춘천교대 건너편
☎ 033-264-0116, 010-3761-5584

윤기호 프란치스코

가람 익스프레스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항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합니다.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김경옥 비르짓다

함경도 아바이 젓갈
한국인의 밥상 KBS 1TV 촬영
가자미식해 촬영지/ 가자미식해,

명태 식해, 명란, 창란 외 각종 젓갈
☎ 632-6561, 010-3341-0470

양수근 임마누엘·박순옥 임마누엘라

영순네 횟집
국내산·자연산 활어회 전문

물회, 매운탕, 회덮밥, 성게비빔밥
위치/ 고성군 토성면 봉포 해변길99
☎ 633-8887, 010-8791-4220 
이순석 베드로·박영희 요셉피나

북방 떡 방앗간
옛날방식 압착 기름틀(참기름·들기름) 

떡, 가공, 고추방아/ 택배가능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2704

☎ 435-1811, 010-8077-3976

김정중 대건안드레아·임경순 율리안나

속초 동명항(영금정)

바다축제(착한가격)
대게, 킹크랩, 붉은대게, 찜 전문점

네이버에 속초대게전문점 검색
위치: 영금정로20(동명동1-83)

☎ 033-635-0059, 010-3756-9380
조칠성 베드로, 이봉자 벨라뎃다 

춘천 항산화 도반욕
항산화도자기 온열찜질방

동부시장입구
춘천농협동부지점 4층

☎ 033-253-8057, 010-9057-3216

성순옥 데레사

2018 평화의 바람
DMZ 국제청년평화순례참가자 모집
8. 16(목) ~ 22(수), DMZ일대/ 대상: 평화에 
관심있는 만19 - 27세 젊은이(영어가능자 우대)

인원: 72명(국내 외 각36명씩), 4. 23(월) 
~ 5. 31(목)까지 메일 접수(홈페이지 참조)
http://caminjok.or.kr
☎ 02-753-0815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예수회 후원회 해외성지순례
6. 5 발칸반도 및 메쥬고리예 11일(350만원)

7. 2 스페인 성지, 산티아고 도보 순례 13일(370만원)

8. 13 성모님 발현성지 4개국 13일(390만원)

☎ 02-722-8366 (주)크로바여행사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안내
5. 11(금) ~ 13(토) 행복 웃음 피정
5. 25(금) ~ 6. 3(주일) 9박 10일 성경통독
6. 1(금) ~ 3(주일) 하느님 현존 피정
장소: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 010-3340-0201, 010-9086-1882

성직자·수도자 성령묵상회
6. 11(월) 15:30~15(금) 12시, 수원교구 아
론의집(031-452-4071)/ 대상: 성직자, 수도
자, 신학생/ 회비: 1인실(29만원), 2인실(25만원)

주최 :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회장 윤영수 스테파노/ 대표담당사제 김영철 베드로

☎ 02-777-3211 접수문의/ nccsa@hanmail.net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63만원
가고시마, 나가사키, 야마구치/ 지도: 송진욱 신부
☎ 010-3005-9028  주관: 가고시마교구

라파엘여행사 ☎ 02-778-8565
5. 21/ 9. 10 발칸, 크로아티아 11일(349만원)
6. 25/ 9. 4 이태리, 이스라엘 12일(439만원)
6. 25/ 10. 29 성모님발현지 13일(399/389만원) 
9. 4/ 10. 2 스페인, 포르투칼 10일(359/259만원)
9. 14 산티아고 도보순례(40세이하미혼, 409만원)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6. 11(월), 12(화), 14(목) 13 - 17시
포천 모현의료센터 교육관/ 회비: 무료
☎ 031-536-8998 문의

“e-탈출캠프” 참가 청소년 모집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고민되는 중학생(남, 

25명), 비용: 1인 10만원(식비보조금) 저소득계층 무료
7. 18(수) ~ 29(주일) 11박 12일, 홍천군청소년수련원
☎ 033-256-2000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
1년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가정폭력·성
폭력 등에 관한 위기상담과 긴급구조, 가
정폭력 초기예방교육. ☎ 033-1366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조절 가족치유캠프 참가자모집
7. 5(목) ~ 7(토), 강원도청소년수련원
대상: 초4, 5, 6학년(청소년 1명, 부모1명 필참)

모집기간: 5. 31(목)까지
☎ 033-818-1389/ www.cool1388.com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몬띠노인요양원 입소자 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받으신분
운영: 마리아의아들수도회(사회복지법인바다의별)

☎ 033-458-9422 몬띠노인요양원

강원도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대상: 만9세 - 24세 학교 밖 청소년
내용: 학업지원, 사회진출지원, 문화체험 
및 직업체험, 자기계발 프로그램
☎ 033-257-9805 박민근 상담원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무료부모교육
대상: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50명 내외
내용: 청소년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문제 
인식과 자녀의 자기결정성 증진을 위한 양육태도
☎ 033-256-2000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   준   시   설

2018년 춘천가톨릭신협 신규직원 모집

모집부문: 인턴사원(수습 6개월 후 정규직 전환)

접수기간: 5. 21(월) ~ 28(월), 우편접수

응시자격: 해외여행 및 금융거래에 결격사유 없는 자

자세한 사항 www.saramin.co.kr 또는 

cafe.daum.net/cu04090

☎ 033-255-6742 춘천가톨릭신협


